
 

 

 

 

 

 

 

 

 

 

 

 

            데이터 센터 재구축을 위한    

최선의 사례 

Manage Expectations and Get It Right the First Time 
 
 
 
 

 
INTRODUCTION: THE PROMISE 

데이터 센터의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이전한다는 것은 

디지털적인 지식 창고 및 비즈니스의 신경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보 기술의 한 연구 기관에 의하면 “데이터센터의 평균 

재구축 비용은 $120,000, 혹은 랙당 $10,0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구축은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당위적이면서도 

다양합니다: 

• 자원 통합과 흡수 

• 비지니스 유지 

• 사이버 보안 

• 가상화 

• IT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성  

데이터센터의 자원 통합은 대규모적인 일이고 향후의 IT 

추세에 맞춰 연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Informa의 Data 

Center Knowledge의 한 논문에서 업계를 이끄는 몇몇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다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IDC는 세계를 통틀어 데이터 센터의 숫자가 

2015 년까지 8백 5십 5만 개에 이르렀다가 2017 년에 8백 

4십만 개로 감소, 2021 년 경에 다시 7백 2십만 개로 줄 

것으로 작년에 예측했다고 전합니다.    

같은 논문에서 Enterprise Strategy Group의 중견 비지니스 

분석가인 Mike Leone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최근의 

노력은 ‘하드웨어 자원의 감소와 가상화 채용을 한층 가속하여 

부지 내에서 클라우드와 같이 동작’ 되게 할 뿐 아니라 ‘가상화를 

더욱 쉽고 관리가 편하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지역 내 

많은 수의 작은 데이터 센터를 한 개의 시설에 통합하여 

공간적으로 요구되는 부지 축소와 가상화를 통한 전력 소모 

절감을 크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떠하든, 데이터 센터의 재구축과 통합은 자원을, 

하다못해 플랫폼 하나라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큰 위험 부담과 변화, 

그리고 IT 팀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심대한 불안을 

야기하며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사용자가 갑자기 원격 사용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서버로의 왕복 전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원격 트랜잭션은 시간이 더 걸리고 서버가 처리할 트랜잭션이 더 

많을수록 서버의 성능과 그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의 이전은 가시성, 보안성, 그리고 규약 준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재로, 어플리케이션의 20-40%는 데이터 센터의 재구축 과정이나 그 

이후에 약정된 서비스레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배치에 의해 서비스 레벨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서버 시스템의 추가적인 

변화, 혹은 어쩌면 어플리케이션의 코딩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 소모, 위험 부담, 비용 문제, 그리고 뒤죽박죽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선 않될 문제들이지오.    

 

WHAT GIVES RISE TO RISK? 

예산의 책정, 계획, 실행 - 그리고 언제든 문제될 수 있는 미확인 사실에 

대한 탐지. 이런 미확인 사실이 미치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사실”을 모델링하고 충분히 평가함으로써 가능한한 

많은 미확인 사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위험 요소 

회피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Application performance/transaction times 

서버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방법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디렉토리, 도메인 서버, 

혹은 데스크탑 서비스의 로컬이었던 사용자가 원격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에서 서버를 억세스할 경우 처음 부팅될 때부터 큰 

데이터 파일이나 저장소를 공유하고 저장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트랜잭션 응답 시간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거리에 의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및 지리적인 지연은 

광대역망 (WAN)을 통해 서버와 원격으로 연결된 사용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있어, 네트워크 지연은    

어플리케이션 지연으로 인지되고 그것은 결국 IT에 대한 불만 상승, 사고 

접수로 귀결됩니다.  

Mitigate Risk, Meet Expectations 

데이터 센터의 재구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생 가능성 있는 문제를 미리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 재배치 전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미리 확인 

•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를 배치하기 전에 그 성능을 

모델링하고 측정함  

• 재배치 후에도 계속적인 서비스 레벨 측정 

실제 테스팅은 네트워크 지연과 기타 손상을 측정하는 것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과정과 사용자에 대한 영향까지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얻는 통찰로써 데이터 백업, 복제, 보안, 

그리고 규약 준수에 관한 계획은 더욱 잘 수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데이터 센터의 재배치/재구축으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예상과 사용자의 기대치 및 서비스 레벨의 요구 조건을 미리 

맞추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 무엇인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아래 열거된 항목에 따른 독특한 지연 민감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Application chattiness: 각 트랜잭션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 Blocking:  병렬 처리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 Protocol configuration: 클라이어트와 서버의 프로토콜 

설정 ( 버퍼링, 인증 등. )  

새롭게 계획하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품질 저하를 인지할 수 없도록 

어플리케이션 개개에 대해 주의 깊은 계획과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Server performance 

데이터 센터의 재배치 혹은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수의 로컬 

사용자를 지원하는 서버는 갑자기 아주 많은 원격 사용자에게 

억세스됨으로써 거리 증가와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한 더딘 트랜잭션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대하는 사용자로 인해 사용 대역은 좁아지고 지연은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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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기중인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처리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성능과 서버 자체의 대처 능력은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트랜잭션의 과정 중에 서버가 자원을 할당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의 증가는 트랜잭션을 다시 더욱 늦추고 오랜 시간 동안 

서버 자원을 묶어 놓기도 합니다. 또,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서버의 용량이 초과되어 트랜잭션이 불안하거나 데이터가 

망실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  문제  해결을  한다고 단순히 CPU 파워를  증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  오히려 스케줄링의 프로세스를 교묘히 

변화시키거나 특수 목적의 장치인 경우 암호/복호화 같은  

프로세싱 비중이 큰 기능이 로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능은 실험실에서 미리 

모델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구축이나 재배치가 일단 

완료되면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 조건을 재현하여 고장을 탐지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버 용량 기획팀은 원격 및 로컬 

사용자들의 실제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성능을 

미리 모델링하고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QA 팀 역시 사용자와 서버 

간의 지연을 주의 깊게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고려하여 최상의 

예산안과 자원 할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Finger-pointing 

어플리케이션의 빈약한 성능은 대개 네트워크 탓으로 돌리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설계자, 개발자 그리고 품관부(QA)는 어플리케이션이 허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지연을 알고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기타 인프라 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설계자간 전례 없는 협조만이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주의 깊은 기획, 성능에 대한 배치 “전” 과 “후”의 사려 

깊은 연구, 그리고 상호 협조만이 데이터 센터 재배치, 재구축을 통한 

성능에 대한 회사의 목표, 시간의 가치,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 (ROI)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siness continuity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클수록 그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수 백, 수 천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수 주일 혹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을 양 쪽에서 운영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임시 단계에서 재구축 책임자는 다음의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별개의 장소에 임시로 위치한 백업 시스템의 상호 

의존성  

• 서버 그룹의 유지와 분리 

• 복제와 백업 

관리팀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 

지연 뿐 아니라 중요 백-엔드 시스템 간 임의로 일어나는 지연으로부터 

유도되는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양 시나리오는 둘 다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특히 서버 시스템이 지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더욱 심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재구축을 계획하는데 있어 서버 그룹과 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다 비용과 손상 등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rvice-level expectations 

재구축의 아이디어는 최소한 처음에는 종종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킵니다. IT 쪽에, 혹은 회사 차원에서 이득이 있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해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비록 잠시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누가 부담을 감수하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총대를 쥐고자 

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하면, 이러한 위험 부담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 재구축 과정이나 그 후에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할 것인가? 

• 이전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이전 기간 동안 사용자의 

불편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IT 지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 서비스 정지가 다양한 비즈니스 그룹에 미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 같은 비즈니스 관련 문제는 서비스 퇴보, 지연, 그리고 과정 중이나 

후에 불만을 쌓이게 합니다.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보이는 명확하고 재생 가능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비즈니스 염려를 완화할 뿐 아니라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가치를 보여주는 데 확실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능에 대한 상쇄가 필요할 때일지라도, 사용자는 능동적으로 

그 기대를 위해 준비할 것이고 또 더 나은 방법을 위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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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W DO YOU KEEP YOUR PROMISE? 

사용자들은 재택 근무, 혹은 출장 중이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설망, 

공용 인터넷,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s) 그리고 클라우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로써 지역 혹은 지점 사무실의 자원에 억세스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수들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성은 본점 내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약간의 혼선’에서 

완전 ‘사용 불가’까지 다양합니다.      

밴드위스 제약과 병목 현상, 지연, 지터, 패킷 손실과 기타 손상은 

어플리케이션의 스루풋과 응답성에 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행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험은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 

미치는 그런 문제를 찍어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WAN 밴드위스를 증가시킨다고 문제를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WAN 가속도 충분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WAN 에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이전을 하는 데 있어 WAN 에뮬레이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실제의 

조건으로 실험실에서 성능을 시험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WAN 

에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물음에 답하는, 데이터 센터의 재 구축, 

가상화, 그리고 기타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 데이터베이스, ERP, 재고 정리, 구매 주문 시스템의 응답성은 지점 

사무실의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인가?  

• 영업 사원은 출장 중에도 CRM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가? 

• VOIP는 지구의 반 바퀴를 거쳐 올 때 어느 정도의 품질인가? 

• 클라우드 베이스의 네트워크, 무선, 그리고 위성 네트워크는 모두 

원격 사용자에게 문제가 없는가?   

• 사용자가 일하는데 필요한 밴드위스는 실제 얼마큼인가? 

WAN 에뮬레이션을 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두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험하는 것과 실 네트워크 상에서 제한적 범위의 시험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재배치/재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언급한다면, HTTPS, CIFS, 그리고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의 

잦은, 대중적인 사용 특성은 시간지연과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간단히 

측정되지 않는 네트워크 손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장비를 실 네트워크 망에 공수해서 시험한다는 것도 큰 위험 

부담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루하고 과다 비용의 지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상의 몇 개 편리한 사이트 간에는 

피크가 아닌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환경이거나 좀 더 심각한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종종 어렵습니다.  

WAN 에뮬레이션은 강력하고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이 WAN 

에뮬레이션을 사용하여 IT 및 네트워킹 팀은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mulating the network in the lab 

최근까지, WAN 링크의 시험은 전문 실험자가 대부분 IT 그룹에게도 생소한 

비싸고도 복잡한 전기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에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차세대 솔루션 – Apposite Technologies의 Netropy WAN 에뮬레이터 – 은 

네트워크와 IT 운영 간의 갭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구현합니다. 

고성능의 패킷 처리 알고리듬을 일반 하드웨어 장비에 채용한 Netropy 

에뮬레이터는 비용 효과적이면서 설치 및 사용이 편리한 고정밀의 시험 

장비로서 어플리케이션 운영 전과정에 걸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Network design: 롤아웃, 링크 추가 및 대역폭 증가는 모두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설망, 인터넷 VPN, 위성 링크 및 무선 망은 예상 

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하여 "장점"및 "단점"을 평가함으로써 폭넓게 이해될 뿐 

아니라 완전한 모델링이 가능하여 각각 비용, 성능 및 편의성을 대비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재배치를 계획하는 동안, 에뮬레이션은 재배치 이후에 세션이 

끊어지거나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전송 지연을 일으킬 위험 없이 서버가 

얼마나 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사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로컬이든 원격이든 사용자 구분없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상 

연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pplication validation & benchmarking: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대용량 전송 

어플리케이션은 링크의 밴드위스, 시간 지연, 그리고 패킷 

손실에 민감한 반면, 데이터 베이스와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시간 지연과 네트워크 밀집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는 스루풋 비율로써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응답성이라는 점에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과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은 시간 

지연과 밴드위스 제한에 의해서뿐 아니라 지터, 망밀집, 혹은 

다른 순간순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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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세계의 환경 아래에서 조건을 에뮬레이션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계획을 좀 더 다듬거나 경쟁 공급사의 제품을 성능 비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Application Optimization: 제품 업데이트 시 내부 패러미터 값을 

최적화함으로써 성능 개선하기. Netropy WAN 에뮬레이터는 

네트워크 관리자를 도입하여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일지라도 수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도록 손쉬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합니다.   

Troubleshooting: 사용자가 경험하는 문제를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사.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문제의 해결 솔루션은 시험 네트워크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Moving to the cloud: 밴드위스 제한과 시간 지연은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재배치/재구축을 위해서 주관 부서는 

클라우드로 충분한 용량 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때 ,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는 밴드위스 제한과 시간 지연과 같은 

네트워크 조건이 데이터의 손실 위험 없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정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 STEP-BY- STEP GUIDE TO SMOOTHER 

RELOCATION 
 

 

간편한 재배치, 비용 및 위험 및 혼란 감소를 위해 아래의 순서로 각 

단계를 진행해 보십시오. 각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1. Identify applications that will experience 

performance degradation. 사용자의 데스크탑과 어플리케이션 

서버 간, 재배치/재구축 후의 네트워크 조건을 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데이터 센터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2. Investigate issues. 각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건과 병목 현상 가려내기.  

3. Remediate performance problems and validate 

solutions in a proof of concept lab.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코드 수정과 WAN 가속과 같은 

제안 솔루션의 효과를 시험실에서 테스트하기  

4. Assess impact on interdependent back-end servers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으로써 이전의 전환 단계에 만들어지는 

서버와 서버 간의 시간 지연을 이해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측정하기.   

5. Manage user expectations. 재배치 후,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미리 사용자가 경험하게 해서 그들의 소감을 듣고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해결 및 그것을 완화하는 단계.   

모든 과정에 WAN 에뮬레이션을 사용하면 몰랐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간 대비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재구축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은 기획, 설계, 그리고 배치를 위한 최상의 활용례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재배치 혹은 재구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 각 단계의 시뮬레이션은 완벽한 전체 비즈니스 지원을 보장합니다. 재배치/재구축 이후에도 계속 WAN 조건을 에뮬레이션하여 

운영 향상, 신속한 고장 탐지, 위험 요소 및 비용 절감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나 관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툴을 WAN 에뮬레이션에 사용함으로써 IT,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팀 간 이해의 갭을 메꿔 기대치 

제고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부서 간 공조와 최상의 실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WAN 에뮬레이션이란 사용자가 실제 원치 않은 

영향,  혹은 그런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구현 방도와 결과가 재구축 공간에 잘 구현되었음을 보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WAN에뮬레이션은 데이터 센터의 재배치를 한 번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통찰을 모으는데, 그리고 그 후로도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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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ropy WAN Emulator Simu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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